
서론

면역요법(immunotherapy)은 환자의 면역체계를 활성

화하여 질병과 싸우게 하는 기전을 가지며, 최근 암 치료

법에 있어 신기술로 매우 각광받고 있다. 많은 면역요법 

중에서, 면역관문억제제(immune checkpoint inhibito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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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nagement of the adverse effects of 
cancer immunotherapy with a focus on the 
gastrointestinal and hepatic systems
Jaekyung Cheon, M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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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ckground: Immunotherapy has become established as a new cancer treatment that enhances patients’ 
immune systems’ ability to fight cancer.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(ICI) have demonstrated remarkable 
benefits in the treatment of a range of cancer types. The increasing use of immune-based therapies has exposed 
a discrete group of immune-related adverse effects. Effective recognition and treatment of ICI-induced toxicities 
have emerged as essential goals of ICI management.
Current Concepts: Gastrointestinal (GI) and hepatic adverse effects of ICI treatment are relatively common. 
Immune-related GI or hepatic toxicities occur in approximately 30% of patients. The incidence of grade 3 or 4 
adverse effects ranges from 0.5% to 2%. The management strategy for immune-related adverse effects depends 
on their severity. In general, ICI treatment can be continued with close monitoring for mild (grade 1) GI/hepatic 
toxicities. ICI treatment should be interrupted for most grade 2 to 4 toxicities, and systemic steroid administration 
is recommended. If steroids are ineffective, immunosuppressive agents such as infliximab may be used. When 
symptoms and laboratory values revert to grade 1 or less, ICI treatment may be resumed with caution. Grade 4 
toxicities warrant permanent discontinuation of ICI treatment.
Discussion and Conclusion: Most immune-related GI and hepatic adverse effects are mild to moderate in 
severity and can be managed with supportive care, steroid therapy, and other immunomodulatory agents. 
Management of ICI-related toxicities in the GI and hepatic systems requires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
patient, the treating oncologist, and other specialist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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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여러 진행성 암종에서 괄목할만한 치료효과를 보여주

었다. 면역관문억제제는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관련

된 주요 관문들을 이용하는 약물로서, 이 약물이 표적으

로 하는 주요 면역관문으로는 cytotoxic T-lymphocyte 

antigen 4 (CTLA-4), programmed cell death 1 (PD-

1), programmed cell death ligand 1 (PD-L1)이 있

다.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면역관문억제제는 

Table 1과 같다.

이러한 면역관문억제제는 환자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

켜 작용하는데, 이 과정에서 면역관련 부작용을 일으킬 수

도 있다. 이러한 면역관련 부작용의 정확한 발생 기전에

는 T-림프구, 항체,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관련 있

다고 알려져 있다[1,2]. 이러한 면역관련 부작용은 신체 

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, 주로는 위장관계, 내분비

계, 호흡기계, 피부 그리고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

으로 알려져 있다. 그 이외에도 신경계, 심혈관계, 그리

고 혈액학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비교적 그 빈

도가 드물다고 보고되어 있다[3]. 면역관문억제제는 다양

한 암종의 치료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, 앞으로도 그 적

응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면역관문억제제

로 인한 부작용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. 

이 논문에서는 면역관문억제제로 인한 부작용 중에서 위

장관계 및 간 관련 부작용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

고자 한다.

면역항암요법의 부작용: 소화기계

설사는 가장 흔한 면역관련 부작용 중 하나이다. CTLA-4 

억제제 단독 사용의 경우 약 50%, PD-1 억제제의 경우 약 

20%, 그리고 병합요법의 경우 약 40% 정도에서 발생한다

[4,5]. 면역관련 장염은 각각 12%, 1%, 그리고 14%로 보고

되었다[6]. 하지만 면역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스테로이드를 

사용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장염의 빈도는 1% 미만이었다. 

또한 치명적 부작용인 대장 천공의 경우는 1% 미만으로 매

우 드물다[5,7].

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,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

복용이 면역관련 장염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었으나, 

면역관련 장염 발생의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

진 바가 없다[8]. 설사 및 면역관련 장염은 면역관문억제제 

투여 이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여 약제 및 병합치료 

여부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다소 다르다. CTLA-4 억제제의 

경우 약물 치료 6-7주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하며, PD-1/

PD-L1 억제제의 경우 1주에서 2년 이후까지 다양한 시기

에 설사 및 장염이 생길 수 있다. 면역관문억제제를 병합하

여 투여한 경우 면역관련 장염의 발생시기는 더욱 이르다고 

알려져 있다[9-11].

면역관련 장염의 진단은 감염성 장염을 배제하는 것부터 

시작한다. 대변 배양검사나 거대세포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

중합효소사슬반응(polymerase chain reaction)검사 등을 고

려할 수 있다. 이외에도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이 진단에 도움

을 줄 수 있으며, 증상이 심한 경우 장염의 정도 및 발생 범

위 확인을 위해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것을 권한다.

면역관련 장염의 치료는 장염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다

르다. 하루 4번 이하로 설사하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

는 유동식을 섭취하면서 지사제 등으로 대증치료를 하며, 

면역관문억제제 치료는 유지해볼 수 있다. 그러나, 복통

이나 혈변 증상이 동반되거나 설사를 하루 4-6회 하는 경

우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는 보류해야 한다. 이 경우 장염에 

대한 혈액학적 검사를 진행하여 감염성 설사 여부를 확인

해야 하고, 대증적 치료 2-3일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

으면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(프레드니손

Table 1.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approved by the US Food and Drug 
Administration

Drug Target

Ipilimumab CTLA-4

Tremelimumab CTLA-4 

Nivolumab PD-1

Pembrolizumab PD-1

Cemiolimab PD-1

Atezolizumab PD-L1

Avelumab PD-L1

Durvalumab PD-L1

Relatlimab LAG-3

CTLA-4, cytotoxic T-lymphocyte antigen 4; PD-1, programmed cell death 1; PD-L1, programmed cell 
death ligand 1; LAG-3, lymphocyte-activation gene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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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rednisone], 1 mg/kg/일). 증상이 심하여 심한 복통이 

있거나 하루 7회 이상의 설사를 하여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

장을 주는 경우, 역시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보류해야 하

며, 입원하여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(프레드니손, 1-2 mg/

kg/일)를 해야 한다. 만약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음에도 증

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인플릭시매브(infliximab)나 베돌

리주맙(vedolizumab) 같은 생물학제제 사용을 고려해야 한

다.

면역항암요법의 부작용: 간독성

면역요법 관련 간염은 면역관문억제제 단독치료시 약 

5-10%, 병합치료시에는 약 25-30%에서 발생하였다

[12,13]. 면역요법 관련 간염은 무증상의 혈액검사 이상으

로 발현하며, 빌리루빈 상승보다는 알라닌아미노기전달효소

(alanine aminotransferase, ALT) 혹은 아스파트산아미노

기전달효소(aspartate aminotransferase, AST) 상승을 특

징으로 한다.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6-14주 이후 발생한다

고 알려져 있다[14].

면역관문억제제 투여 전에 간기능 이상 여부를 미리 확인

해야 하며, 투약주기마다 혈액검사를 통해 간기능을 주의 깊

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.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후 간기능 검

사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, 바이러스성 간염, 음주, 약물로 인

한 독성간염 등 다른 간염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, 암의 

진행으로 인한 간기능 이상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. 이를 

위해 면밀한 병력 청취 및 혈액검사를 진행하고, 컴퓨터단층

촬영 혹은 자기공명영상을 고려할 수 있다.

면역관련 간염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(ALT 혹은 AST가 정

상 상한치의 3배 이하),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조심스럽게 

유지해볼 수 있다. 이 경우 매주 혈액검사를 진행하여 간기

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. 그러나 중등도의 간

기능 이상(ALT 혹은 AST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초과, 5배 

이하)의 경우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보류해야 하며, 전신 

스테로이드 치료(프레드니손, 0.5-1.0 mg/kg/일)를 시작

한다. 또한 주 2회 이상 혈액검사를 하여 간기능 회복 여

부를 확인해야 한다. 간기능이 호전되어 AST/ALT가 정상 

상한치의 3배 이하로 감소하게 되고 스테로이드를 감량하

여 하루 10 mg 미만을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

면역관문억제제를 재투여해볼 수 있다. 그러나 심한 간기능 

이상(ALT 혹은 AST가 정상 상한치의 5배 초과)이 있을 경

우에는 면역관문억제제 투약을 영구히 중단하며, 전신 스테

로이드 치료(프레드니손, 1-2 mg/kg/일)를 시작하며, 3일 

이후에도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마이코페놀레이트

(mycophenolate) 등의 면역억제제 치료를 추가해볼 수 있

고,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간 생검을 고려해야 한

다. 심한 간기능 이상이 발생했던 경우, 간기능이 호전되더

라도 스테로이드 치료는 약 4주 이상에 걸쳐 천천히 감량하

는 것을 권고한다. 면역요법 관련 간염은 4-6주 이내에 호

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, 장기간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

간기능 이상의 원인이 없는지를 확인하고, 거대세포바이러

스의 재활성화 여부도 확인해봐야 한다.

결론

면역관문억제제를 이용한 면역항암요법은 많은 진행성 암

종 환자에서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보여주었다. 그러나 기존

의 세포독성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와는 다른 양상의 면역관

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. 면역관문억제제의 소화기계 부

작용과 간 독성은 대부분 대증적 치료와 스테로이드, 그리고 

생물학제제의 사용으로 조절 및 치료가 가능하다. 적절한 부

작용 관리와 치료효과를 위해서는 면역관문 억제제의 부작

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. 또한 적절한 감별 진단 

및 치료를 위해서는, 여러 과 전문의들의 긴밀한 협업이 필

수적이다.

찾아보기말: 항암제; 면역요법; 면역관문억제제; 부작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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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er Reviewers’ Commentary

이 논문은 최근 암 환자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치료제인 

면역관문억제제의 부작용 중에서 소화기계와 간 부작용에 관하

여 최신문헌을 정리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. 최근 면역관문억제제

가 여러 암종에서 표준 치료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항암

치료의 부작용 발생 빈도, 양상 및 조치 등에도 변화가 생겼다. 기

존의 세포독성항암제의 부작용과 다른 형태의 면역관문억제제의 

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은 편이나,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

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. 특히, 면역 

관련 소화기계 및 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중증도에 따라 면역관

문억제제의 영구적 중단,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면역억제제 사용

까지 생각해야 하며 스테로이드는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중요하

다. 이 논문은 면역관문억제제를 이용해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

를 진료하는 임상 현장에서 면역 관련 부작용을 조기에 인지하고 

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. 

[정리: 편집위원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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